양도소득 공제…자산매각과 주식매각

사례

V사장은 배우자와 함께 모텔업을 오랫동안 운용해 왔습니다. V사장이 운용하는 모
텔은 Saskatchewan주에 있는데 입지가 좋아서 매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택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은 갖추었고, 자녀가 성장해
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V사장 부부도 조만간 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V사장은 모텔을 매각하기로 하고 주변 중개사에게 시세를 의뢰하였
는데 자산으로 파는 조건으로 $1,500,000가량의 금액이 적당하다는 조언을 들었습
니다. 이에 따라 모텔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한 매수자로부터 주식으로 사는 조건으
로 $1,300,000에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V사장은 매수자의 제시금액이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이
를 무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주위로부터 사업체를 주식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자산으로 매각하는 방법에 비하여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
문에 본인의 모텔을 주식으로 팔 때 세법상 얼마나 유리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각 매각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세금을 납
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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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문제점

사업체를 매각하는 법률적 형태는 자산매각과 주식매각의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법률적 차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자산 매각은 거래주체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법인이나, 주식
매각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개인주주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자
산 매각형태만 가능합니다.
둘째, 자산 매각을 하는 법인은 자산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이익
을 개인주주에게 배당하는데 이때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매각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산해야 합니
다. 한편, 주식으로 매각할 때에는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 손익만 발생하므로 소득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셋째, 자산 매각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
식 매각의 경우는 기존 법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보유하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습
니다.
넷째, 주식으로 매각할 때에는 매도자가 양도소득 공제(Capital gain deduction)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각법인의 주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면 2016년 기준으로 주주 개인당 $824,176까지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
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주식매각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매
수자는 사업체 취득시 자산매매를 선호하는데 이는 매수자가 주식으로 매입한 후 향후
주식매각이 아닌 자산매각 방법으로 사업체를 팔 경우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V사장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자산으로 매각할 때와 주식으로 매각할 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였습니다. 첫째, 자산 매각으로 $1,500,000
에 팔 때에 법인세로 $70,000가량을 납부한 후 개인 주주가 배당 소득세로 $250,000
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즉, 모텔을 자산으로 판다면 법인세
와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320,000의 세금납부가 예상되었습니다. 둘째, 주식으
로 매각할 때에는 V사장의 모텔주식이 양도소득 공제 요건에 해당해서 세금을 전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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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V사장은 모텔을 주식으로 판다면 자산으로 팔
때에 비해 $320,0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결책 및 결론

V사장은 회계사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매수자의 오퍼를 받아들였습니
다. 주식으로 팔 때가 자산으로 팔 때에 비해 $320,000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
므로 거래가격을 $200,000 낮추어 주식으로 파는 것이 V사장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
입니다.
V사장은 오랫동안 운용한 사업체를 매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매각시 적
절하게 거래하는 것이 손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
텔을 새로 단장하고 홍보를 좋게 하여 될 수 있으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단순히 사업체를 파는 방식을 바
꾸어 가격을 낮춤으로써 거래를 쉽게 할뿐더러 많은 세금을 절약하여 실질적으로 이
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V사장은 막연히 사업체를 팔 때 주식으로 파는 것이 자산으로 파는 것에 비
해 세법상 유리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산매각과 주식매각’의 세금효과를 비교한 후 예상했던 금
액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세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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